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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cutting efficiency of TBE (Tunnel Boring Extender) was evaluated by using 

rotary cutting tester. In the rotary cutting test, a specimen which has a drilled hollow hole at 

the center was made of rock-like material. The specimen was cut by UDC (undercutting disc 

cutter) with spiral cutting path to simulate the cutting process of TBE. The cutting forces and 

specific energy were evaluated under different cutting condi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utter forces of UDC linearly increased with the vertical and radial penetration depths. 

Among the three directional cutter forces, the normal force is larger than other force compo-

nents. While the specific energy decreased with the two penetration depths, in particular, it 

was presumed that the specific energy was minimized at a certain value of the ratio of radial 

to vertical penetratio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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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회전식 절삭시험기를 활용하여 TBE (Tunnel Boring Extender)의 굴착효율을 평가하였

다. 회전식절삭시험에서 TBE에 의한 굴착과정을 모사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선행 굴착되어 있는 중공형

의 암석모사시험체를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회전식 절삭시험기에 설치된 언더커팅 디스크

(undercutting disc cutter, UDC)를 이용하여 나선궤적을 따라 암석을 절삭함으로써 TBE에 의한 굴착

과정을 모사하였으며, 언더커팅 디스크의 절삭조건을 변화시켜가며 절삭조건들이 커터작용력 및 비에

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시험결과로부터 UDC의 커터작용력은 반경압입깊이와 수직압입깊

이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 방향의 작용력 중 수직력의 비

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 비에너지는 반경방향과 수직방향 압입깊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두 압입깊이의 비에 따라 비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

었다.

핵심어: 회전식 절삭시험, TBE (Tunnel Boring Extender), 언더커팅, 절삭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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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종 지하공간 및 터널 공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는 기계식 굴착 장비인 TBM (Tunnel Boring Machine)과 로드헤더

(roadheader)는 설계, 시공 등 많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많은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어 오고 있다

(Jeong et al., 2021). 하지만 기존의 기계굴착 장비는 굴착 메커니즘에 기인한 여러 한계점(예: 단면 형상, 굴착 암반 강도 등)을 갖

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공법의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언더커팅(undercutting)은 이러한 전통적인 기계

식 굴착공법을 보완 또는 대체할 공법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기초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Dehkhoda and Detournay, 2017, 2019, Jeong et al., 2019, 2021, 2022). 언더커팅 방식을 적용하여 암석을 절삭 혹은 굴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오고 있는데, 절삭 메커니즘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기존의 암석절삭 방식에서는 커터의 관입

에 따라 생성된 높은 수준의 압축응력으로부터 유도되는 인장응력을 통해 반경방향으로의 인장균열을 생성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언더커팅에서는 자유면 방향으로 균열을 생성·전파시키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절삭력을 생성시키도록 커터를 관입시키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Dehkhoda and Detournay, 2017, 2019, Jeong et al., 2021, 2022)에서는 커터에 진동

(oscillation) 혹은 편심(eccentricity)을 부여하여 절삭이 효율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을 부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TBE (Tunnel Boring Extender)는 소구경 TBM 장비를 활용하여 터널 중심부에 작은 반경의 파일럿

(pilot) 터널을 1차적으로 굴착하여 자유면을 생성시킨 후, 선행 굴착된 파일럿 터널의 외곽부를 언더커팅 방법으로 확공하여 터널

을 굴착하는 장비이다. 앞서 소개하였던 선행연구(Dehkhoda and Detournay, 2017, 2019, Jeong et al., 2021, 2022)에서는 디스

크커터에 진동이나 편심을 부여하여 암석을 절삭하는 방식(actuated disc cutter, ADC)과 구분하여, TBE에서는 커터에 편심이나 

진동을 추가하지 않는 UDC (undercutting disc cutter)방식을 적용하여 암석을 절삭한다. ADC와 UDC는 비대칭형상의 디스크커

터를 사용한다는 점과 이를 활용하여 언더커팅에 의해 암석을 절삭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고 편심이나 진동을 추가적으로 부

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삭 방식이 구분된다. TBE가 적용된 대표적인 터널굴착 사례는 스위스의 Uetliberg 터널이며 해당 현장에 

투입된 TBE(모델명: Wirth TBE 500/1440)는 Fig. 1과 같다.

Fig. 1. Tunnel boring extender used in Uetliberg tunnel (Maurhof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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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tliberg 터널에 투입된 TBE의 총길이는 180 m, 총무게는 1000 ton로 보고되었다. 언더커팅 방법으로 암반을 절삭하기 위해

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DC가 절삭을 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파일럿 터널이 필요하며, 해당 터널의 일부 구

간인 Molasse section의 2.7 km 시험적용구간에서는 직경 4.5 m의 파일럿 터널을 기존 소구경 TBM 장비로 선행 굴착하여 최내각 

UDC의 절삭을 위한 공간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후 연속적으로 추력과 반경측력을 제공하면서 커터헤드를 회전하

여 TBE을 운영하며, 직경 14.2~14.4 m 까지 확공하여 터널을 굴착하였다. TBE를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터널을 굴착한 것으로 보

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BE의 절삭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TBE의 

굴착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고, 회전식 절삭시험기를 활용하여 TBE에 설치되는 UDC의 절삭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고안하였다. UDC의 절삭조건을 변화시켜가며 암석절삭시험을 수행하여 절삭조건의 변화가 언더커팅디스크의 

커터작용력과 비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TBE의 굴착과정 모사를 위한 회전식 절삭시험 

2.1 회전식 절삭시험기

본 연구에서는 TBE에 의한 터널굴착과정을 회전식 절삭시험장비(Fig. 2)를 이용하여 모사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시험기는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에 구축되어 있다. 본 시험기는 최대 3톤의 3축 절삭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대 120 RPM의 회

전속도와 4.0 kN·m의 토크를 가하여 시험편의 회전에 의한 절삭과정을 모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본 시험기의 보다 자세한 작

동 원리 및 성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Kim et al., 202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시험기는 본래 절삭도구의 마모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고안된 것으로써 Fig. 2는 로드헤더에 사용되는 픽 커터를 설치한 모습의 예시이다. 이와 같이 절삭도구를 시험기에 장착하고 시

험편을 회전시키면서 절삭을 수행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 회전식 절삭시험에서의 절삭궤적은 시험기에 사전에 입력된 정보에 따

라 나선궤적을 나타낸다. 절삭도구의 곡선궤적에 의한 연속적인 굴착과정을 구현할 수 있어 TBE에 설치되는 언더커팅 디스크의 

절삭과정을 합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험기의 회전속도와 반경방향으로 커터가 이송되는 속도를 조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절삭궤적의 형상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이후 2.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Fig. 2. Rotary cutting test system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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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체 및 절삭 도구

TBE의 터널 굴착에서는 pilot터널을 터널 중앙부에 굴착하여 언더커팅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자유면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굴착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회전식 절삭시험에서 사용된 시편의 형태는 중공형으로 중앙부가 뚫려있는 원통 형태이며, 실제 터널의 

형상을 축소하여 유사한 형태로 모사하고자 하였다. 시편은 시멘트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회전식 절삭시

험에서는 실제 커터(직경 432 mm 추정)에 비해 작은 크기의 언더커팅 디스크(직경 100 mm)를 사용하였으므로, 커터의 축소비율

을 고려하여 차원계산을 통해 시편의 강도를 결정하였다. 차원 해석 시 시멘트 모르타르의 밀도는 2.0 g/cm3으로 측정되었고, 암석

의 밀도는 2.6 g/cm3으로 가정하였다. 디스크커터의 직경 축소에 따른 강도 축소율은 5.6이며, Table 1에 축소비의 계산에 사용된 

정보를 요약하였다. 축소시편의 강도는 환산강도를 기준으로 ISRM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경암(50~100 MPa)의 강도를 만족하도

록 제작하였으며, 절삭시험을 수행하기 전 절삭시험체와 동시에 제작된 공시체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73.1 MPa의 환산강도를 갖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험편을 절삭하는데 사용되는 디스크커터는 기존의 TBM에 사용되는 디스크커터와는 다른 형상을 갖도록 

제작되었으며(Fig. 3(a)), 회전식 절삭시험기에 커터를 설치한 모습은 Fig. 3(b)와 같다. 시험체의 크기는 본래 앞서 소개된 실제 터

널(Uetliberg)의 크기를 시험에 적용된 길이 축소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실내시험의 한계상 내경과 외경의 크기는 실

제 터널의 비율과 일치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기의 한계치인 300, 650 mm로 설정하였다.

Table 1. Scale conditions used in UDC rotary cutting test

Physical parameter Dimension Scale

Length [L] 0.23

Gravity acceleration [LT-2] 1

Time [T] 0.48

Density [ML-3] 0.77

Mass [M] 0.01

Strength / Stress [ML-1T-2] 0.178

(a) Undercutting disc (b) Rotary cutting tester

Fig. 3. Photos of undercutting disc cutter and setting of rotary cut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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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절삭조건 및 실험계획

본 연구에 사용된 회전식 절삭시험에서 고려할 수 있는 디스크커터의 절삭조건은 수직절삭깊이(Pv), 반경절삭깊이(Pr), 회전속

도(RPM)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변수는 수직절삭깊이와 반경절삭깊이로 선정하여 이 두 개의 절삭깊이를 변화시켜가며 실험계

획을 수립하였다. Fig. 4(a)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TBE는 커터헤드의 회전에 따라 암반을 굴착하게 되는데, 두 압입깊이

는 커터헤드가 1회전하는 동안 UDC가 터널의 굴진방향과 터널의 반경 외측 방향으로 굴착하는 깊이를 의미한다. 수직절삭깊이는 

절삭이 수행되기 전 시편의 높이방향으로 디스크커터를 이동시켜 절삭도중 일정한 높이가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반경절삭깊이는 

디스크커터가 시편 외곽방향으로 이송되는 속도를 제어하여 구현하였다. 절삭도중 시험편의 회전속도로 구현되는 RPM은 20으로 

고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조건에 따라 회전식 절삭시험에서는 실제 TBE의 굴착에서 나타나는 절삭궤적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형

태를 보이게 되는데(Fig. 4(b)), 절삭궤적의 간격은 설정된 반경절삭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기존의 디스크커터나 픽커터의 암

석절삭에서는 Fig.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커터의 관입깊이와 절삭간격의 비에 따라 비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최적절삭조건을 정

의할 수 있는데, 언더커팅에서는 이러한 최적절삭조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5(b)에 나타낸 수직절삭

깊이(Pv)와 반경절삭깊이(Pr)의 비와 언더커팅디스크의 절삭효율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두 개의 절삭깊이의 변화 

및 절삭깊이의 비에 따른 언더커팅디스크의 절삭력 및 절삭효율(비에너지)의 변화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a) TBE (b) Rotary cutting test

Fig. 4. Cutting parameters and trajectory of (a) TBE and (b) Rotary cutting test

(a) TBM disc cutter (b) Undercutting disc cutter

Fig. 5. Cutting parameters of (a) TBM disc cutter and (b) undercutting disc cutter (Modified from Jeong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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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결과 및 분석

3.1 커터 작용력

Table 2는 본 연구의 회전식 절삭시험에서 획득된 시험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Figs. 6과 7은 회전식 절삭시험에서 획득된 세 방

향 커터작용력의 최대값(peak cutter force)과 평균값(mean cutter force)이 반경절삭깊이와 수직절삭깊이의 비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도시한 결과이다. 세 방향의 최대커터작용력과 평균커터작용력 모두 반경방향 압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수직압입깊이에 따라서도 절삭력의 크기가 명확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TBM 디스크커터 및 픽 커터의 암석절삭연구에서는 암석절삭에 소요되는 커터작용력이 압입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잘 보고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UDC의 절삭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 방향의 커터작용력 중 수직력

(normal force)이 가장 큰 값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커터의 이동방향으로의 절삭력(cutting force), 이에 직교하는 측력(side 

force) 순으로 나타났다. 절삭조건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었으나 수직력에 대한 절삭력과 측력의 비율은 각각 9.5~13.6%, 

4.4~4.9% 수준으로 측정되었는데(최대작용력과 평균작용력을 구분하지 않음), 이는 TBM 디스크커터에서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절삭력(10%)과 측력(5%)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인 것이 특징이다.

Table 2. Summary of cutter forces obtained from UDC rotary cutting tests

Pv

(mm)

Pr

(mm)

Pr/Pv

ratio

Peak cutter force (kgf) Mean cutter force (kgf)

Cutting Side Normal Cutting Side Normal

2 6 3 103 36 981 34 28 742

2 8 4 149 50 1286 66 31 917

2 10 5 154 61 1317 72 36 932

2 14 7 167 83 1601 77 48 1223

3 6 2 152 55 1206 89 44 1017

3 9 3 222 67 1540 131 53 1213

3 12 4 246 84 1652 133 64 1301

3 15 5 267 104 1833 147 78 1438

4 8 2 283 78 1760 168 62 1347

4 12 3 315 101 2051 172 74 1599

4 14 3.5 378 140 2334 206 79 1789

4 16 4 411 165 2671 263 85 1914

(a) Cutting force (b) Side force (c) Normal force

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radial penetration depth to vertical penetration depth and the peak cutter forces of U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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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tting force (b) Side force (c) Normal force

Fig. 7.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radial penetration depth to vertical penetration depth and the mean cutter forces of UDC

한편 Fig. 8은 절삭조건에 따른 최대커터작용력과 평균커터작용력의 비의 변화양상을 나타낸다. 최대커터작용력은 평균커터작

용력의 1.2배에서 1.8배정도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절삭 깊이에는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값이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 고려된 절삭

조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대작용력과 평균작용력의 비는 기계굴착장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절삭되는 암석의 파괴 특성과 절삭조건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암석시편을 

대상으로 부가적인 절삭조건(예: 절삭속도 등)을 고려한 추가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Cutting force (b) Side force (c) Normal force

Fig. 8. Relationship between peak cutter force and mean cutter force of UDC

3.2 비에너지

비에너지는 암석의 기계적인 절삭에서 단위부피를 절삭하는데 커터가 암석에 가해준 일(에너지)를 의미하며, 통상 비에너지가 

낮을수록 효율적인 암석절삭이 가능하다. 비에너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에 따라 커터가 절삭 도중 암석에 가한 일(에너지)

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UDC의 절삭거리와 3.1절에서 설명한 세 방향의 절삭력으로부터 계산된다. 세 방향으로 작용하는 커

터작용력 성분 중 절삭력(cutting force)은 반경방향으로의 이동거리(중공형 시편의 외경과 내경의 차)와 곱하여 절삭 에너지가 산

출되고, 측력(side force)와 수직력(normal force)은 각각 나선궤적의 길이와 수직절삭깊이와 곱하여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다. 이 

중에서 UDC의 나선궤적을 따른 이동거리는 정적분식을 통해 수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에서

는 생략하고자 한다. 상기 비에너지 산출내용을 요약하면, 식 (1)과 (2)와 같이 표현된다. 비에너지는 식 (1)과 같이 세 방향의 힘과 

각 축으로의 이동거리와의 곱으로 산출된 값을 각각 더하여 절삭에너지를 산출한 후 절삭된 암석의 부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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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시편의 절삭 부피는 식 (2)와 같이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다. 

 


  
 (1)

  


 (2)

여기서, SE는 비에너지(단위: MJ/m3), Ecutting, Eside, Enormal은 각각 절삭력, 측력, 수직력에 의한 절삭에너지, Ro와 Ri는 각각 중공형 

시편의 외경과 내경이다. Table 3은 본 연구의 회전식 절삭시험에서 획득된 비에너지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Table 3. Summary of specific energy obtained from UDC rotary cutting tests

Pv

(mm)

Pr

(mm)

Pr/Pv

ratio

Specific energy 

(MJ/m3)

2 6 3 30.8

2 8 4 25.6

2 10 5 24.0

2 14 7 22.8

3 6 2 32.5

3 9 3 26.1

3 12 4 23.7

3 15 5 23.1

4 8 2 25.8

4 12 3 20.7

4 14 3.5 19.2

4 16 4 18.1

Fig. 9는 회전식 절삭시험을 통해 측정된 비에너지의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디스크커터 및 픽 커터와 유

사하게 비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최적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경절삭깊이와 수직절삭깊이의 비에 따른 비에너지의 변화양상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각각의 수직절삭깊이에 대하여 반경절삭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에너지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래프의 변화경향을 통해 살펴볼 때, Pv가 2 mm인 경우에는 Pr/Pv비가 7인 지점, Pv가 3 mm인 경우에는 Pr/Pv비가 

5인 지점, Pv가 4 mm인 경우에는 Pr/Pv비가 4인 지점에서 최적점이 나타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값에서 최적점을 나타낼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시험조건으로 인하여 비에너지가 최소점을 나타내는 최적 지점은 결정할 수 없었으며, 최적치의 규명

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Fig. 10은 Pr/Pv가 3과 4로 고정되었을 때, 수직절삭깊이에 따른 비

에너지의 변화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수직절삭깊이의 증가에 따라 비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기계굴착장비에 적용되는 절삭도구인 디스크커터나 픽 커터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는 결과이다. UDC와 기존 절삭도

구들의 절삭변수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절삭도구의 압입깊이(penetration depth or depth of cut)의 증가에 따른 

비에너지의 감소경향이 잘 보고되어 있으며(Bilgin et al., 2006, Jeong and Jeon, 2018), 이는 기계굴착장비 사양 또는 절삭도구의 

하중 한계치까지는 압입깊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전체 장비의 절삭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수직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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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와 반경절삭깊이를 기존 절삭도구에서 사용되는 압입깊이와 절삭간격(cut spacing)으로 대응시키면 기존의 암반절삭이론

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결과들이 본 연구의 UDC 절삭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BE의 설계에서는 TBM이나 로드헤더의 설계과정과 마찬가지로 반경절삭깊이와 수직절삭깊이를 주어진 지반조건에 적합한 

값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비의 사양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된 시

험조건은 매우 한정적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 다양한 암석시험편과 절삭조건을 적용한 추가 시험을 수행한 후 토

의하고자 한다. 

Fig. 9. Effect of the ratio of radial penetration depth to vertical penetration depth on specific energy of UDC

Fig. 10. Effect of the vertical penetration depth on specific energy of U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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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언더커팅 방식에 의해 암반을 굴착하는 기계굴착장비인 TBE의 굴착효율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UDC를 이용

하여 암반을 굴착하는 TBE의 굴착과정을 회전식절삭시험을 통해 축소스케일로 모사하였고,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중경암의 강도

에 해당하는 시험체를 제작하여 일련의 절삭시험을 수행하였다. 해외의 문헌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TBE의 굴착메커니즘 분석을 

통하여 절삭에 관여하는 변수들을 도출하였고, 해당 절삭변수들을 변화시켜가며 회전식절삭시험에서 얻어지는 UDC의 커터작용

력 및 비에너지의 변화양상을 관찰하였다. UDC의 커터작용력 및 비에너지는 반경절삭깊이 및 수직절삭깊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도출되었으며, 세 방향의 커터작용력은 반경절삭깊이와 수직절삭깊이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에너지의 경우에는 두 절삭깊이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반경절삭깊이와 수직절삭

깊이의 비로 표현되는 설계변수를 통해 UDC의 암석절삭효율이 최적화되는 지점을 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두 개의 절삭깊이가 TBE의 설계를 위한 주요한 설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소개한 회전식 절

삭시험은 TBE의 굴착성능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들은 터널을 확공굴착하는 

TBE의 기본적인 설계변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 강도를 갖는 시험체를 대상으로 한정된 절삭변수 및 조건만을 절삭시험에서 적용하였다는 한

계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UDC의 최적절삭조건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향후 TBE의 굴착메커니즘에 대한 폭넓은 이

해와 최적설계변수의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강도를 갖는 암석 및 절삭조건을 적용한 추가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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